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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화 대상 기술 조사표

김대관 / 달탐사사업단
위성 안테나 미소진동 측정법 및 성능분석 기술
Micro-vibration Measurement Technique and Performance Analysis
Method of Satellite Antenna
미소진동(Micro-vibration) 측정 및 분석 기술은 고정밀 안정성을 요하는
인공위성 구동기의 진동특성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필
수 기술이다. 특히 최고 안정성의 지터(Jitter) 요구조건을 요하는 고정밀 인
공위성의 경우 위성 안테나 등과 같은 구동장치들의 정밀 측정 및 성능분석
을 위한 필수적 정밀 측정기술 및 분석기술이라 할 수 있다. 본 이전기술은
위성용 안테나 국산화 개발과 지터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 핵심 기술로 기여
할 것으로 기대된다.
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위성들에 매우 높은 관측 해상도가 요구되과
있으며, 이에 따른 위성 탑재체 등 가시선의 지터 성능 또한 매우 높은 요구
조건이 필요시 되고 있음. 위성 설계에서부터 발사전 시험검증 단계에서 특
정 지터 요구조건에 대한 해석 및 사전검증은 위성개발의 필요과정이며, 더
욱 정밀한 해석 및 측정결과 분석이 되구되고 있음.
국외 위성개발 또한 국내와 같이 매우 높은 관측 해상도가 요구되과 있으며,
이에 따른 위성 탑재체 등 가시선의 지터 성능 또한 매우 높은 요구조건이
필요시 되고 있음. 특히, 달 및 소행성 등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위
성들의 고해상도 관측 탑재체의 지터 요구사항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
고려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위성 안테나의 기동 제한 등을 고려하는 등 전
체 임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까지 고려되고 있음.
현재 국내 인공위성 개발 및 사업화는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기업 주관의 개
발로 전환되고 있으며, 개발되는 인공위성의 크기, 목적, 궤도 등도 다양화
되고 있는 실정임. 특히 저궤도 및 정지궤도의 중/소형 위성들에서 높은 고
해상도 영상이 확보 가능한 탑재체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
증가하고 있음.
해외 인공위성 분야 또한 행성 탐사, 심우주 항행 및 항법 등과 같은 새로운
우주분야 관련 기술들의 적용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, 특히 고해상도 관측
탑재체의 지터 요구사항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임무설계에
반영되는 기술로서 수요가 매우 큰 분야로 판단됨.
본 기술은 고해상도 및 고안정성 지터요구조건을 요하는 위성들에 존재하는
미소진동원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위한 핵심기술로서, 특히 위성의 자세제
어에 사용되는 반작용휠 또는 위성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축
구동 아테나 등의 미소진동 측정 및 분석 연구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
지속적인 활용이 예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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